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24, No. 4, 2014, 359-365

ISSN 1226-2226(Print),　ISSN 2093-9752(Online)

http://dx.doi.org/10.5103/KJSB.2014.24.4.359

http://www.kssb.or.kr

오래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지면 반력 성분의 Variability

류지선

한국체육대학교 건강관리학과

Variability of GRF Components between Increased Running Times 

during Prolonged Run

Ji-Seon Ryu

Department of Health and Exercise Scienc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13 November 2014 Received in revised form 4 December 2014 Accepted 8 December 2014

......................................................................................................................................................................................................................................

ABSTRACT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effects of fatigue which was resulted from increased running time on the sta-

bility during a prolonged ru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wofold: first, to determine the discrete and non-linear variability

of GRF (ground reaction force) components between running times to know the body stability, and second, to determine the pat-

tern between discrete and non-linear variability. Nineteens healthy young adult males served in this study as subjects who ran at

their preferred running speed. GRF data for twenty strides were collected at 5, 65, and 125 minutes during run. Variance coefficient

and Lyapunov Exponent techniques on the GRF data were used to calculate variability index for each of the running time con-

ditions.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discrete variabilities of three components of GRF, but non-linear variability of the Fz

component of GRF was decreased by increasing running time (p<.01). No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discrete and non-linear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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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이동운동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발이 지

면에 작용한 힘에 대한 반작용력인 지면반력(ground

reaction force [GRF])에 의해 수행된다. 지면에 작용되는

힘은 신체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순 힘으로 전신의 평균

가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면반력 성분 중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력은 하지의 내적 부

하를 발생시켜 상해를 야기 한다 (Pohl, Hamill, &

Davis, 2009, Whittle, 1999). 또한 이동운동 시 반복적인

충격력은 연골 조직 파열과 퇴행성 골다공증 유발과 적혈

구 세포 파괴 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Dekel &

Weissman, 1978; Gillespie & Dickey, 2003; Miller,

Pate, & Burgess, 1988; Radin, Orr, Kelman, Paul, &

Rose, 1982; Rubin, Turner, Muller, Mittra, & McLeod,

2002; Ryu, 2010b)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충격력의 크기뿐

만 아니라 충격력을 구성하는 충격파는 상해를 예측하고

혹은 상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Quinn, Dierikx, & Grodzinsky, 2001; Ryu, 2010b). 이

러한 지면반력은 크기와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상해 관련

연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정성 및 균형성과 관련된 연구

에 이용되고 있다. 즉 인체 운동 시 균형 유지에 필요한

인체 역학적계는 지면반력을 이용하여 분석 된다(Johnson

& Nelson, 1986). 지면반력을 통해 산정된 COP (center

of pressure)는 안정성의 지표로 자세 제어와 전략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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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을 관찰해 불안정성을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으

며, 근 활동량 등을 통해 상해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이용

되고 있다(Lee & Lin, 2007; Palmieri, Ingersoll, Stone,

& Krause, 2002; Ryu, 2010a). 

그밖에 이동운동 시 피로 조건, 운동화 특성, 지면 조건

등과 관련해 지면 반력 성분이 분석되고 있다. Brüg-

gemann, Arndt, Kersting, & Knicker (1995)은 수직 지

면반력판을 장착한 트레드 밀(instrumented treadmill)을 이

용해 3 m/s의 속도로 45분 달리기 후 피로에 인한 충격

력 피크를 관찰해 피로 전후 차이점을 보고했으며, Jean-

Benoit, Pierre, & Guillaume (2011)은 24시간 달리기에서

수직 지면반력의 수동 및 능동 성분과 이들 성분을 이용

해 하지 강성을 관찰해 피로에 따른 지면반력 성분을 관

찰했다(Ryu, 2012). 또한 Ryu (2012)는 최근 연구에서 2

시간 달리기 후 지면 반력의 성분 중에 능동력 성분은 감

소했으며, 착지 순간 최대 피크 발생 시간은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지면 반

력 성분들은 운동 시 신체 움직임 즉 속도의 변화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이며, 또한 이동운동 시 지면반력

variability는 이동 변화의 특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hite, Agouris, Selbie,

& Kirkpatrick 1999). 따라서 오래달리기 시 피로에 따른

지면반력 variability를 이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오래 달리

기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은 피로가 달리기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인간 이동 시

variability 분석은 안정성과 관련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Preatoni et al., 2014).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

동 운동 시 사이클인 스트라이드-스트라이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무작위로 특정한 스텝이나 스트라이드를 추출해

분석했고, 또한 비교를 위해 시간 함수를 동일한 간격으로

표준화해 필요한 변인들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Ryu,

2006). 이로 인해 순수한 variability를 산출하는데 많은 문

제점이 야기되었다. 또한 표준화에 따른 원래 자료들이 증

감되는 현상으로 결과가 때로는 시간적으로 변이의 변동

이나 왜곡이 초래되기도 하였다(Ryu, 2007, 2009).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이동 운동의 고유한 variability 특성을

관찰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났다. 즉 연속적인 스텝과 스트

라이드가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스트라이드에서 다

음 스트라이드까지 어떻게 신경근 계가 조절되는가를 관

찰하는 되는 어려움이 있다(Dingwell, Cusumano, Sternad,

& Cavanagh, 2000; Ryu, 2007, 2009). 이런 연구 방법

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운동 시 반복되는

스텝이나 스트라이드를 보다 길게 추출해 운동 패턴 변동

을 시계열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Dingwell &

Cusumano, 2000; Hausdorff et al., 1997; Ryu, 2007,

2009). 즉 이동운동의 반복적인 스텝이나 스트라이드의 특

징은 원래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

런 분석 방법은 이동 운동 시 근 신경 조절과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고 선형 분석 방법의 문제점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다(Dingwell & Cusumano,

2000; Ryu, 2007, 2009). 따라서 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라 신체 움직임의 variability를 비선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피로 상태에서 근 신경 조절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그동안 시계열 자료 수집의 어려움

으로 비선형 분석에 한계가 있었던 지면반력 신호를 관찰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역학적 요인들보다 전신 움직임을 반

영한 총화이기 때문에 동적 안정성을 분석하는데 신뢰 있

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래 달리기로 인한 피로 상태에서 지

면 반력 성분들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선형과 비선형 시계

열 동역학 기법을 이용해 variability를 산출해 신체의 동적

안정성을 조사해 피로 상태에서 신체의 움직임 전략을 파

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산출됐다. 첫째, 달리기 5, 65, 125분 후 지면 반력 성분

을 수집했다 둘째, 첫째의 값에 대해 상태 공간을 구축해

Lyapunov 지수(LyE)를 산출했다. 셋째, 첫째의 값에 대해

변이계수(variance coefficient)를 산출했다. 넷째, LyE와 변

이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LyE와

변이계수의 차이는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해석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달리기 시 후족 착지 형을

지닌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 건강한 20대 19명으로 선정하

였으며, 이들의 신체적 특성과 실험 조건 등은 아래 표와 같

다(Table 1).

2. 실험 절차 및 자료 수집

오래달리기로 인한 피로 상태에서 지면반력 성분(Fx: 좌

우 방향, Fy: 전후 방향, Fz: 상하 방향)의 시계열 자료를

얻기 위해 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자신의 선호 속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yrs.) Height (cm) Mass (kg)
Preferred run 
speed (m/s)

24.6±4.8 175.7±5.6 68.3±5.9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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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동일한 제품의 운동화(Lunareclipse2, Nike, USA)를

신고 사전에 캘리브레이션이 된 지면반력판이 장착된 트

레드밀(instrumented dual belt treadmills, Bertec, USA)

위에서 130분을 달렸다. 달리기 시 피로를 감지하는 것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70% 수준 혹은 최대 심박 수의 75-80% 수준에서 달렸을

때 1시간 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Wilmore & Costill, 1994)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피로

상태를 고려해 2시간 이상 달리기를 실험 조건으로 설

정했다. 자료 수집은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선정된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 달리기 시작 5, 65, 125분 경과 후 지면 반력 신호

를 샘플링율 1,000 Hz로 10스트라이드(20스텝)에 대해

수집했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

오래달리기 시간 경과로 인한 피로 상태가 지면반력 신

호의 variability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비선

형 기법의 LyE 지수들은 상태 공간에서 인접하는 궤도들

의 발산의 평균 지수 율을 정량화한 값이다. 이는 비선형

variability분석 방법에서 가장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로

(Stergiou, Jensen, & Bates, 2001) 국부 동요들에 대한

계의 민감도의 직접적인 척도를 제공 한다 (Kantz &

Schreiber, 1997). 이 지수 값이 양이면 국부 불안정성이

나타낸다는 의미이며, 보다 큰 지수는 국부 동요에 대한

보다 큰 민감도를 의미한다. 규칙적인 계는 LyE가 음이거

나 혹은 0에 수렴 하며, 반대로 완전한 무작위 데이터와

같이 양의 LyE는 전형적으로 시계열 내 결정론의 출현을

의미 한다(Dingwell et al., 2000; Buzzi, Stergiou, Kurz,

Hageman, & Heidel, 2003; Ryu, 2007, 2009). 따라서

LyE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양의 지수들은 국부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보다 큰 양의 지수는 국부 동요에 대해 보다 큰

민감도를 의미한다고 계의 움직임에 대한 안정성이란 측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Dingwell & Cusumano, 2000;

Ryu, 2007, 2009). LyE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Dingwell & Cusumano, 2000; Dingwell et al., 2000;

Ryu, 2007, 2009). LyE를 산출하기 전 아래 식 (1)을 이

용해 벡터 공간을 구축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신호의

점들은 달린 후 5분에서 평균 7,384, 65분에서 평균

7,401, 125분에서 7,290으로 했다.

X(t) = [x(t), x(t+T), x(x+2T), ·····, x(t+(d-1)T]···· (1)

여기서 X(t) = d차원 상태 벡터, x(t) =원래 1차원 자료,

T =시간 지연, d =끼워 넣기 차원. 

본 연구에서 시간 지연 값은 7, 끼워 넣기 차원은 5로

설정 했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상태 공간으로 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수 함수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가정 하에 움직임

계에 대한 최대 LyE 는 다음 공식(2-4)을 통해 산출되었다.

d(t) = d0e
λ1t (2)

여기서 d(t)는 시간 t에서 상태 공간 내 인접하는 궤도 사

이에 평균 변위이고, d0는 최초 인접한 점들 사이의 간격이

다. 위 공식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yE (λ*)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여기서 dj(i)는 i 이산 시간 간격 후(즉 iΔts) 가장 인접

한 j번째 쌍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상태 공간에서 인접

한 궤도들 사이에 유클리드 거리는 시간 함수로 계산되었

고 가장 인접한 모든 원래 쌍들에 대해 평균했다. λ* 지수

들은 곡선에 맞춘 선형의 기울기로부터 추정되었다. 

(4)

여기서 < • >는 j의 모든 값에 대해 평균을 나타낸 것이

다. 

선형기법의 variability산출은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100)를 이용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된 variability 값은 달리기

시간별 실험 조건에 대해 one-way repeated ANOVA 검

정을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했으며, 이때 모든 유의

수준 임계치는 5%로 설정했다. 

III. 결  과

1. LyE 값

오래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지면 반력 3 성분에

대해 상태 공간을 구축(Figure 1)한 후 이에 기초해 산

출된 전 대상자들의 LyE 값과 이들 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Figure 2>와 같다. 이들에 의하면 지면 반력 Fx

신호의 경우 LyE 값은 전체 대상자 19명중에 달리기 시

간에 경과에 따라 특징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달리기 시간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

다. 지면 반력 Fy 신호의 경우 LyE 값의 크기는 달리기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

ln dj i( )[ ] λ
*
i tΔ( ) ln d

0j[ ]+≈

y i( )
1

tΔ
-----<ln dj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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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편 Fz 신호 LyE 값의 경우 달기 시작 5분 시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중 많은 주자들이 가장 큰 값을 보였

으며, 다음으로 65분 달리기 순간에 그 다음으로 125분 달리

기 순간에 나타나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LyE 값이 적어

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 또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1).

2. 변이 계수

오래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지면 반력 3성분에 대

한 변이계수 값은 <Figure3>과 같다. 이들에 의하면 Fx

신호의 경우 달리기 시간 5 분에서 가장 크고 그 후 감소

현상을 보였지만 큰 편차로 인해 통계적 의미는 부여할 수

없었다. Fy 신호의 경우 달리기 시간에 따라 변이계수 평

균값과 표준편차 값이 지면 반력 세 성분 중 가장 크고

불규칙하게 보였다. 이로 인해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Fz 신호의 경우

변이계수 값이 Fx, Fy 값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값을 보였

으나, 역시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변이계수 값은 비

선형 동력학 기법으로 산출된 LyE 값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3. LyE 값과 변이계수 값과의 관계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 상태에서 동적 안정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지면반력 성분을 비선형 기법으로 분석

한 LyE값과 선형 기법으로 분석한 변이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Figure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두 관계의

양상은 전혀 다른 현상을 보였다.

IV. 논  의 

인간 이동 운동 시 동적 안정성을 관찰하는 것은 잠재

적인 상해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잠재적인 상해를 안정성이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는 것은 피로 환경에 대한 운동 전략을 통찰하

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동운동 시 신체의 안정성 분석은 전신 안정성과 국부적 안

정성으로 대별되는데 전신 안정성 분석은 실험 상 많은 제

약이 수반되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가 곤란하다. 이런

Figure 1. Examples of GRF components and their state spaces
during running

Figure 2. LyE and their statistic test values of GRF between
running times.

Figure 3. Variance coefficients and their test values of GRF
between runn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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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로 인하여 국부적 안정성은 이동운동에서 종종 분

석된다. 국부적 안정성 분석 방법은 선형 방법과 비선형

방법으로 분석된다. 선형 방법은 주로 자료의 범위나 편차

등을 이용한 이산 접근으로 수행되지만 비선형 방법은 이

동 운동 시 시각적으로 관찰하기에 어려운 계의 감각과 관

련 있는 신체의 작은 동요를 살펴보는 것으로(Dingwell,

et al., 2000; Ryu, 2007, 2009) 이동 운동 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스텝(step) 혹은 스트라이드(stride) 변화에 따라

선정된 역학량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해 운동 패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특징화 하는 것이다(Dingwell

& Cusumano, 2000; Ryu, 2009). 즉 주기적인 인간 이동

운동 시 특정한 스텝과 스트라이드를 분석함으로서 야기

되는 문제점과 선형 variability 분석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선형 동역학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Dingwell et al., 2000; Buzzi et al., 2003; Ryu, 2007,

2009).

이는 이동운동의 낙상위험과 잠재적 상해를 예측할 뿐

만 아니라 전략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인간 이동운동에서 많은 역학적 변인

들은 운동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면 반

력 성분으로 산출된 압력중심의 범위를 통해 안정성을 평

가한다든가, 혹은 인체 질량 중심을 관찰하든가 혹은 이동

운동 패턴에서 variability을 정량화해 안정성을 평가한 방

법 등이 소개되었다(Ryu, 2006, 2007). 이동운동 시 지면

반력 성분 값은 신체 분절의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를 반

영하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유익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오래 달리기에서 잠재적 상해를 예측

할 수 있는 지면 반력 성분들의 variability는 피로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변이 계수와 비선형 기법인

LyE를 이용해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동적 안정성을 분

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오래달리기 시 지면 반

력 3 성분의 선형 방법의 결과는 달리는 시간 경과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선

형 동력학 LyE 기법에 따라 분석한 variability 결과는 전

단력인 Fx 신호와 Fy 신호는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한 특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힘의 수직 성

분인 Fz는 달리기 시간 경과에 LyE 값이 감소하는 특성

을 보였다. 

따라서 오래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른 Fz의 LyE 값

이 적다는 것은 달릴수록 상하로 작용하는 신체 분절들의

움직임 변화 즉 속도 변화에 대한 증감이 일관성 있고 안

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

라 계의 움직임이 규칙성이 높다는 것으로 기능적인 측면

에서는 계의 복잡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Lipsitz,

2002). 따라서 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적응에 대한 유

연성이 낮아 잠재적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 할

수 있다(Lipsitz, 2002; Preatoni et al., 2014). 이것은 피

로에 따른 신체 분절들이 상하 움직임 속도 변화를 일관

성 있게 유지해 국부적 동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

자(走者)들의 운동 전략 즉 보상전략으로 보인다. 마치 신

경성 환자들이 걷는 보행속도가 정상인보다 낮음에도 불

구하고 국부적으로 더 규칙성을 띠어 variability가 낮은 수

치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

다(Dingwell & Cusumano, 2000). 

그래서 시간경과에 따른 피로로 인해 대상자들의 낙상

위험 경과는 국부적 안정 이동 리듬을 발생하기 위한 주

자들의 불안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가된

낙상위험 요인은 달리기 시 큰 규모의 동요 혹은 예상치

않은 장애물 등에 직면할 때 가중되는 불안정에 더 가까

운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오래달리기 시 시간 경과에 따

른 피로 가중 시 신체 분절들의 상하 방향 속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관찰해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지면반력 3 성분 중

수직 지면 반력 신호만 시간 경과 달리기에 따라 유의한

감소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수직 반력 신호가 두 신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저주파수로 구성(Ryu, 2006)되었기 때문에

가장 재현성이 큰 성분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좌우, 전후 성분 신호들은 불규칙한 variability를 보였기

때문에 이동운동 시 variability를 평가해 활용하는 변인으

로는 신뢰 있는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White et al.,

1999).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LyE and vari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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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분석 방법은 신체 운동계의 건강 상태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동운동에 불편을 느끼는

환자와 정상인을 비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동 패턴의 특

성을 관찰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

련해 특성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Hausdorff et al., 1994; Maki, 1997; Heiderscheit,

Hamill, & Van Emmerik 2002; Ryu, 2006, 2007). 

본 연구에서 또한 지면 반력 3 성분에 대해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비선형 결과의

패턴과 비교할 목적으로 자료의 필터링 없이 변이계수를

활용해 variability를 계산했다. 그 결과 달리기 시간 조건

에서 지면 반력 세 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Fx, Fy는 상대적으로 큰 변이계수 값을 보였

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z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인 노이즈가 많이 개입되어 variability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Ryu, 2006). 따라서 선형 기법을

이용해 지면 반력 신호에 대해 variability를 산출할 때에는

생체 신호의 손실이 있더라도 필터링 처리 후 관찰하는 것

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

른 이들 variability 값과 LyE 값의 변화 추이는 본 연구

에서 특별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일부 선행 연

구에서 주장했듯이 선형 variability 개념과 국부적 동적 안

정성을 판단하는 비선형 산출 값은 분명히 차별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일치하는 결과이다(Buzziet et al., 2003;

Dingwell & Cusumano, 2000). 따라서 선형 variability의

통계적 수단을 이용해 달리기와 같은 주기성 운동에서 신

체 동요에 대한 지표인 지면 반력을 이용해 이동계의 안

정성을 평가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후족 착지 형을 지닌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

건강한 20대 19명을 대상으로 오래 달리기로 인한 피로 상

태에서 지면 반력 성분들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선형과 비선

형 시계열 동역학 기법을 이용해 variability를 산출해 신체

의 동적 안정성을 관찰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지면 반력 3 성분 모두 선형기

법으로 산출된 변이계수에서는 variability의 차이가 보이지 않

았다.

2.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비선형 기법으로 처리된 지

면 반력 Fy, Fx 성분은 LyE 값이 차이가 없었지만 Fz

성분은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1). 이와 같은 현상은 피로 상태에서 국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자의 보상작용으로 보인다.

3. 달리기 시간 경과에 따른 선형 변이계수를 통해 산출

된 variability와 비선형 LyE를 통해 산출된 variability 값

은 전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래달리

기의 훈련 전략으로 가속도계 등을 이용해 신체 어느 분

절의 가속도 변화가 피로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지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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